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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표

1. 원료약품 및 분량 (본제 1kg중)

∘쿠마포스(Coumaphos, 별규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30 g

∘프로폭서(Propoxur : Bolfo premix, 별규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0 g

∘프론탈빈(Prontalbin : Sulfanilamide, 별규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50 g

∘네칼-BX(Nekal-BX, 별규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적당량

∘소나무 유(Pine oil, 별규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적당량

∘경탄(Calcium Carbonate Light, 별규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적당량

∘탈크(Talc, KP)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적당량

2. 제형 및 성상

가. 제형 : 산제

나. 성상 : 백색의 소나무향이 나는 분말

3. 제조방법

가. 상기 원료를 가지고 동물약품공정서 산제 제법에 준하여 제조한다.

나. 쿠마포스(Coumaphos), 프로폭서(Propoxur) 및 프론탈빈(Prontalbin)의 시험을 제

외한 전공정 위탁 제조▪시험

다. 수탁자 : 한국썸벧(주) 전북 익산시 선화로 470-15(신흥동)

4. 효능 및 효과

본제는 일반적인 외부 상처, 자돈의 거세, 송아지 제각, 외과수술, 개의 단이 및 단미

수술, 화농되는 상처 등에 외부적으로 적용할 때 아래와 같이 효과를 발휘하여 상처

의 치유를 촉진한다.

가. 가축의 상처 부위에 세균의 침입을 방지한다.

나. 상처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조직을 보호한다.

다. 상처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하여 준다.

라. 상처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, 육아조직의 형성을 촉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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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상처에 파리나 타 외부기생충이 감염되지 못하도록 한다.

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사용하여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.

5. 용법 및 용량

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한 다음 상처의 크기에 따라 본제 적량을 살짝 뿌

려준다. 상처가 깊은 것은 상처 끝까지 뿌려 주어야 하며, 화농되는 상처는 고름이나

조직편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뿌려준다.

6. 포장단위

50g, 100g, 250g, 500g, 25kg

7.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

[저장방법]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(1∼30℃)의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.

[용기종류] 밀폐용기

[유효기간] 제조일로 부터 24개월간.

8. 주의사항

가.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것.

나. 본제는 물에 타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, 보관이 잘 안되므로 1회 사용분만 타서

한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음. 또한 와세린 등과 개어서 사용하여도 좋음.

다. 친환경 농가에 사용 금지

9.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

가. 제품 [네가산트]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: 별첨-1

나.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

1) 쿠마포스(Coumaphos) : 별첨-2

2) 프로폭서(Propoxur) : 별첨-3

3) 프론탈빈(Prontalbin) : 별첨-4

4) 네칼-BX(Nekal-BX) : 별첨-5

5) 소나무유(Pine oil) : 별첨-6

6) 경탄(Calcium Carbonate Light) : 별첨-7

7) 탈크(Talc) : 대한민국약전

10. 비고

가. 동물용의약품

나. 수출용에 한하여 “Negasunt powder"를 품명으로 추가사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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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수출용에 한하여 20kg을 생산할 수 있다.

라. 쿠마포스(Coumaphos), 프로폭서(Propoxur) 및 프론탈빈(Prontalbin)의 시험을 제

외한 전공정 위탁 제조▪시험

마. 제조위탁자 : 한국엘랑코동물약품(주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4(목내동)

바. 수탁제조원 : 한국썸벧(주) 전북 익산시 선화로 470-15(신흥동)


